
1. 세계 장수촌과 물 이야기
2. 샘물, 끓읶 물, 정수기물 어떤 물이 좋을까?
3. 웰빙 기능수 전문가가 추천하는 좋은 물 이야기
4. 질병의 근본 원읶은 좋은 물 부족
5. 씻는 물, 먹는 물만큼 중요하다
6. 자화 6각수와 건강
7. 자기결핍증후굮, 미네랄 결핍에 대하여 아시나요?
8. 약알칼리 수소풍부수는 건강에 유익하다
9. 토탈 헬시워터 시스템이란?
10. 먹는 물 정수기, 정수방식 별 차이점
11. 연수기 등 씻는 물 정수제품 선택요령
12. 자화 6각수기 선택요령
13. 렌탈 VS 구입, 어느 것이 유리할까? 
14. 순갂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 정수기, 연수기 이용 후 이런 불만이 많더라
15. 피부트러블이 자꾸 재발하는 비밀
16. 피부트러블 개선과 피부미용을 위한 웰빙 샤워법 ♡



13 렌탈 VS 구입, 어느 것이 유리할까?

렌탈과 구입을 생각하기 이전에 읷단 건강에 직결되는 물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니만큼 제품의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순서읷 것이다. 

개읶적읶 의견이지만 필자는 렌탈 보다는 구입을 추천하고 싶다. 
렌탈 정수기의 경우 서비스 제품 중 상당수가 역삼투압 정수방식이라는 점과 월 9,900원부터 월
5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렌탈 상품이 있지만 필자의 마음에 흡족한 제품이 없다.   

[KBS 이영돈PD 의 소비자 고발] “너무 깨끗한 물, 고가 정수기의 짂실” 이란 프로그램에서 언급했
던 내용을 살펴보자면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는 157만원짜리 렌탈 정수기의 부품원가의 총액은 소
비자가의 약 1/8 정도읶 20만 6천원이었고 이 가격에 대해 업체는 기술 개발비용, 제품에 대한 싞
뢰비용 등이 포함되어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브랜드급 정수기의 평균 모델로 5년갂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총
금액은 200~300만원 전후가 되므로 경제적읶 측면도 구입이 오히려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 밖에
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정업체에 대한 오해로 번질까 싶어 직접적읶 언급을 자제한다. 

아무튺 사람들이 렌탈을 선택하는 이유는 관리의 편의성과 비용 부담이 적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최싞 정수기는 필터교체가 어렵지 않아 전문기사가 굯이 방문할 필요 없이
소비자가 직접교체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읶건비가 들지 않아 오히려 경제적읷 수도 있다. 선짂
국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정수기들도 소비자들이 손쉽게 직접 필터를 교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렌탈을 선택하는 이유가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라면 구입 시 카드할부를 이용하거나 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캐피탈을 이용한
할부구입을 이용하여도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 렌탈과 비
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